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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Cetrorelix가   자궁근종세포의  

자연사  및  자연사    조절   인자에    미치는 향

Cetrorelix (Cetrotide®, Serono)는 성선자극호르몬 유리 호르몬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GnRH) 길항제로서 뇌하수체에 존재하

는 GnRH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성호르몬을 억제시

킴으로써 자궁근종을 퇴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자궁근종세포

에서 GnRH 수용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GnRH 길항제가 말초에서 직접

적으로 작용하는 기전 또한 존재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Cetrorelix가 직

접적으로 자궁근종세포의 자연사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in vitro 

연구를 시행하 다. 

자궁근종 진단 하에 전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폐경 전 여성의 자궁으로

부터 자궁근종 및 정상 자궁근 조직을 채취하여 세포배양을 한 다음 

Cetrorelix를 투여하 다. 이때 Cetrorelix의 농도 및 노출시간에 따른 자연

사세포 (apoptotic cell) 의 증가와 Bcl-2, Bcl-XL, Bax, Bcl-XS, Fas, Fas 

ligand 및 Caspase-3의 발현을 전사와 번역 단계에서 각각 관찰하 다. 

그 결과 자궁근종세포와 정상 자궁근세포에서 Cetrorelix 농도에 따른 자

연사 세포의 증가가 관찰 되었으며, 전사단계에서 Bcl-2 mRNA의 발현 감

소 및 Fas, Fas ligand, Bcl-XS, 그리고 Caspase-3 mRNA의 발현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세포자연사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단백 발현은 유전자 

발현에 상응할 만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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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Cetrorelix는 GnRH 수용체를 갖는 자궁근종

과 정상 자궁근세포 모두에서 자연사를 유발시켰으며, Cetrorelix에 의한 

세포자연사 조절 인자들의 유전자 및 단백 발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자궁근종세포, 성선자극호르몬 유리 호르몬 길항제, Cetrorelix, 

세포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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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rorelix가       자궁근종세포의 

자연사       및           자연사        조절         인자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박기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권 자 

Ⅰ. 서  론

자궁근종은 양성 평활근종으로 가임여성의 약 70%정도에서 발견되며 

30-40대 여성의 약 25%가 자궁근종과 관련된 압박 증상, 질출혈, 골반통, 

불임 및 조기 임신유실 등을 주소로 병원을 찾게 된다.1,2  미국에서 자궁근

종으로 인한 자궁적출술이 한해 약 200,000건에 다다른다는 사실만 보아서

도 이 질환 공공 건강상의 중요성과 임상적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3

현재까지 자궁근종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었지만 

자궁근종의 발생 및 성장에 관여하는 결정적인 기전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겨져 있다.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estrogen)과 프로게스테론 (progesterone)이 근

종의 성장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호르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가임

기 동안 근종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폐경 이후 감소하는 현상, 성선자극호

르몬 유리 호르몬 효능제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agoinst, 

GnRH agonist), raloxifene 이나 RU 486과  같은 성호르몬 억제제 투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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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근종이 퇴화되는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

다.
1,4-7 

이 중 GnRH 효능제는 뇌하수체의 GnRH 수용체를 탈감작 

(desensitisation)시킴으로써 GnRH의 분비가 억제되어 난소에서의 에스트

로겐 및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억제시켜 자궁근종 성장에 대한 성호르몬

의 향을 차단하는 기전을 이용한 자궁근종의 내과적 치료방법으로, 현재

까지 수술 전 근종을 축소시켜 수술시 절제 범위나 출혈을 줄이거나 자궁

의 보존을 원하는 가임여성에서 근종의 퇴화를 목적으로 널리 투여되고 있

다.
8,9

기존에는 GnRH 효능제의 작용기전이 뇌하수체 세포에 존재하는 GnRH 

수용체를 경유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억제로만 이해되었으나 1990년대 초

부터 GnRH 효능제의 자궁근종 퇴화 효과와 관련하여 자궁근종세포에 직

접적으로 작용하여 세포증식의 감소나 세포자연사의 증가에 향을 미친다

는 가설이 대두되었다. 특히 Chegini 등은 정상자궁근과 자궁근종의 세포

막에서 GnRH 수용체의 발현을 보고 하 으며 배양된 자궁근종세포는 에

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GnRH 효능제 투여후 

DNA합성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하여 근종조직내에서 GnRH의 자가분비 

(autocrine) 및 측분비 (paracrine) 를 통한 향을 GnRH 효능제가 분자생

물학적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근종의 퇴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 다.
10
 

임상적으로 GnRH 효능제 투여 3개월째 자궁근종의 퇴화가 최고에 다다

르며 3-6개월 후 30-64%의 근종크기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11
 그런데 GnRH 효능제는 투여 후 뇌하수체에서 GnRH 수용체 하향

조절(down regulation) 및 탈감작을 일으켜 GnRH 길항적 효과인 저성선

자극, 성선기능 부전 상태 (hypogonadotropic, hypogonad state)를 나타내

기 까지 1-3주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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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 증가 효과 (initial flare-up effect)를 나타내어 성호

르몬의 분비가 증가된다.
12

한편, GnRH 길항제는 GnRH 효능제와 동시에 개발이 되었으나 과민반

응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왔다가 최근 효능을 증가시키고 작용시간이 길

며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3세대 약물, Cetrorelix acetate (Cetrotide
®
, 

Serono) 가 개발되면서 길항제의 임상적용에 관심이 기울여졌다.13  GnRH 

길항제는 효능제와는 달리 initial flare response없이 뇌하수체-성선 기능

을 억압시킬 있기 때문에 근종크기의 최대 감소효과는 투여 약 2주 후에 

나타나며 학자들에 따라 4-8주 동안 30-50%의 근종크기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
14-16
 따라서 효능제에 비해 작용시간이 빠르면서 효과는 동등한 

GnRH 길항제의 임상응용이 부인과 역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미 전립선암의 호르몬 치료에서는 GnRH 효능제가 고환절제술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7
 하지만 효능제는 투여직후 발생하는 황

체형성호르몬 (luteinizing hormone, LH) 증가에 의해 요관폐쇄나 중증 골

통을 유발시킬 수 있다.18,19 반면, 길항제는 조기에 성선자극호르몬을 억제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없으며 저자들에 따라 길항제의 투여 후 

혈중 호르몬이 억제되기까지 소요시간이 약 30일로 효능제의 85-169일에 

비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보고하 다.20,21 

이 시점에서 학자들의 관심은 GnRH 길항제의 작용기전에 모아졌다. 

GnRH 길항제가 뇌하수체에 존재하는 GnRH 수용체와의 경쟁적인 결합을 

주된 기전으로 여겨 왔으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길항제에 의한 수용체의 하향조정과 탈감작 및 수용체의 mRNA 단계에서

의 감소가 일어남을 보고하 고,
14,16,22-24

 또한 자체적으로 GnRH 수용체를 

갖는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세포 등에서 수용체를 경유한 세포증식 억제작

용이 관찰되었다.
16,25-30 

Emons 등은 인간 신장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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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H 효능제와 길항제의 분화억제효과가  GnRH 수용체를 발현시켰을 

때 비로서 나타났다는 보고를 하 고 이는 GnRH 유사체 (analogue)가 수

용체에 직접적이고 특이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하 다.31

그러나 아직까지 GnRH 길항제의 작용기전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

르며 자궁근종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 즉 세포 증식 및 자연사에 미치

는 향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궁근종세

포에 대한 GnRH 길항제인 Cetrorelix의 직접적 향을 알아보고자 배양된 

자궁근종세포에 약제를 투여한 후 자연사 세포 증가 및 세포자연사 신호 

체계 (apoptosis signal pathway) 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들의 변화를 관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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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검체채취,         세포분리,        배양       및       처치

  

2002년 11월에서 2003년 2월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전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36세에서 43세 사이

의 폐경 전 여성의 자궁에서 자궁근종과 정상자궁근 조직을 절제하

다. 모든 여성은 수술 전에 호르몬 투여를 받지 않았다. 각각의 조직은 

채취 후 실험을 시행하기 전까지 Modified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500 ㎖ of calcium- and magnesium-free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5 ㎖ of heparin [1000 U/㎖], 5 ㎖ of gentamycin [50 ㎎

/㎖], and 5 ㎖ of penicillin G-streptomycin [10,000 U/㎖ and 10,000 

㎍/㎖]; Gibco
TM
, California)에 담궈 4 ℃ 로 유지하 다. 전 과정은 무

균적 환경에서 진행하 고, 각 조직을 잘게 분쇄한 뒤 15 ㎖ cornical 

tube에 옮겨 Earle's balanced salt solution (GibcoTM, California)으로 

수세하여 5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 다. 0.125 % trypsin 용액 5 

㎖ 에 pellet을 풀어주고 37 ℃에서 15 분간 배양하 다. 배양된 조직을 

다시 500 ×g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하고, 12.5 ㎖ Earle's balanced salt 

solution에 8 ㎎ 의 collagenase type Ⅱ를 첨가한 용액 5 ㎖ 에 pellet

을 재혼합하 다. 혼합용액을 37 ℃에서 2-3 시간 배양하면서 틈틈이 

파이펫으로 고루 섞어주었다. 배양이 끝난 혼탁액을 fine-mesh gauze

로 걸러주고, 50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각 세포들을 선별하 다. 

선별된 세포들을 10 % minimal essential medium (nonessential amino 

acids, sodium bicarbonate (26 mmol/L), pyruvate (1 mmol/L), 

gentamicin (50 mug/㎖), penicillin G (100 U/㎖), streptomyci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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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lutamine (2 mmol/L), and charcoal-stripped fetal calf 

serum (10% [vol/vol]); Gibco
TM
, California) 으로 두 차례 수세하 다. 

이 후, 매 5×105 세포를 25 ㎠ 플라스크에 넣고 습도가 유지되는 조건

으로 5 %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배양액은 매 2-3 일마다 교환

해주었고, 세포들은 5-7일 배양시점에서 계대하 다. 세포들은 각 계대

별로 monoclonal anti-α-smooth muscle actin antibody (Sigma, St. 

Louis)로 면역화학적염색을 시행하여 검증하 다. 

세포의 생존율에 미치는 Cetrorelix의 향을 조사하기 위해 자궁근세포

는 4-well dish (Nunc, Dong-in trading Co., Korea)에 1×105 cell/㎖이 되

도록 하여 각각 1 ㎖로 배양하 다. 실험에 사용한 기본 배양액은 10 % 

minimal essential medium (nonessential amino acids, sodium bicarbonate 

(26 mmol/L), pyruvate (1 mmol/L), gentamicin (50 mug/㎖), penicillin G 

(100 U/㎖), streptomycin (100 ㎍/㎖), L-glutamine (2 mmol/L), 

charcoal-stripped fetal calf serum (10% [vol/vol]); Gibco
TM
, California) 

이며, 37 ℃에서 95 % 공기와 5% CO2를 공급하고 100% 습도가 유지되는 

배양기내에서 배양하 다.

Cetrorelix (Cetrorelix acetate, ASTA Medica AG, Germany)의 처리는 

자궁근세포를 24시간 배양하여 배양접시에 세포들이 충분히 안정화 된 것

을 확인한 뒤 실시하 다. Cetrorelix는 멸균수에 녹여 10
-6
, 10

-5
, 10

-4 
M 

이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 약제를 처리하지 않는 군에는 희석용 

멸균수를 동일한 양으로 처리하 다.

2.         형광염색에 의한 세포자연사 판정

세포자연사의 특징인 세포핵의 fragmentation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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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rorelix를 처리한 각 그룹의 세포들을 acridine orange로 형광염색 하

다. 배양이 끝난 세포들은 배양액을 제거한 뒤, 고정을 위해 고장액 

(distilled water : PBS = 1 : 1) 에 10분간 처리하고 50 %의 전고정액으로 

5분 처리한 뒤 고정액 (methanol : acetic acid = 3 : 1)으로 10분간 처리하

다. 고정이 끝난 세포들을 acridine orange (100 ng/㎖)로 10분간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 (Diaphot 300 attached with epifluorescence; Nikon, Japan) 

하에서 검경하 다.

3. Reverse Transcription -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가. Total RNA의 추출

Total RNA의 추출을 위하여 500 ㎕의 Trizol  (Gibco BRL)이 들어

있는 tube에 조직을 0.3 cm3 으로 첨가하 다. Tube를 4℃ 로 유지한 

상태에서 plastic pestle로 조직을 분쇄하여 상온에서 5 분간 방치하

다. 전체 용적의 10 %에 해당하는 50 ㎕의 chloroform(Sigma)을 첨가

하여 15 초간 고루 섞어 준 후 4℃에서 5 분간 방치하 다. 12,000 rpm

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과 동량의 isopropanol(Sigma)을 고

르게 섞었다. 30분간 -70 ℃에서 방치한 뒤 12,000 rpm에서 15 분간 원

심분리 하 다. 상층액을 걷어내고 남은 침전물에 70 % ethanol을 첨

가한 후 7,500 rpm에서 8분간 원심분리하고 Ethanol을 제거한 다음 공

기중에서 건조시켰다. 이에 DEPC (diethyl pyrocarbonate, Sigma)가 

0.1 % 첨가된 증류수 30 ㎕를 첨가, 55℃에서 10 분간 용해시킨 후 

260 nm와 28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와 정제도를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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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1601PC, Shimadzu), -70℃의 초저온 냉동기에 보관하 다.

나. RT-PCR

유전자의 발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otal RNA 1 ㎍을 5× RNA 

PCR buffer, dNTP (2.5 mM), MgCl2 (25 mM), oligo dT primer, 

RNase inhibitor, AM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를 포함하는 

반응용액 속에서 70분 동안 42℃에서 반응시킨 후, 95℃에서 5분간 효

소를 불활성화 시켰다 (GeneAmp PCR System 9600). 중합효소연쇄반

응 (polymerase chain reacton; PCR)은 동일한 양의 합성된 cDNA에 

MgCl2 가 함유된 10× PCR buffer, dNTP (2.5 mM), 각각의 10 pmol 

primer pair 들을 이용하여 Taq DNA polymerase (Promega) 용액 내

에서 중합 반응을 수행하 다. 최초 94℃에서 5 분간 denaturation 후, 

94℃에서 1 분, 각각의 primer에 따른 annealing 온도에서 1 분, 72℃에

서 50 초 효소반응시키는 것을 한 cycle로 하여 28 회 반복하여 증폭하

고, 마지막으로 72℃에서 5 분간 extension을 수행한다. 반응 후 5 ㎕의 

PCR product에 6× loading buffer (0.25% bromophenol blue in 40% 

glycerol) 1 ㎕ 넣은 후, 1-2% agarose gel에서 전기 동하여 그 존재

를 확인하고, densitometric analysis 과정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 다.

GnRH 수용체, Bcl-2, Bcl-XL, Fas, Fas ligand, Bax, Bcl-Xs, 그리고 

Caspases-3에 대한 primer는 GenBank에 등록된 cDNA sequences를 

기초로 computer program (DNA STAR)를 이용하여 GC함량과 구조

적 특성이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고안하 으며, 염기서열과 생성물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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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stern           blot           analysis

가. 단백질 추출 (protein extraction) 

각 단백질의 발현 및 활성형태를 확인하고자 Western blot 분석을 실

시하 다. 각각의 실험군으로 부터 얻어진 조직에 500 ㎕의 lysis 

buffer (NP-40 homogenization buffer, 1 mM PMSG, 1㎍/mL 

aprotinin & leupeptin)를 첨가하여 조직을 분쇄한 후 얼음에서 30분간 

방치하고 13,000 rpm, 4℃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뒤 bovine serum 

albumin (BSA)을 표준시료로 하여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UV-1601PC, Shimadzu) 각 시료의 단백질량을 정량하 다. 

나. Western blot analysis

각 실험군으로부터 보고자 하는 단백질에 따라 20 ㎍ 혹은 40 ㎍의 

단백질에 aceton 100 ㎕를 첨가하고 잘 섞은 후 12,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 다. 침전물을 공기중에서 건조시킨 후 sample buffer 

(0.125 M Tris, 4% SDS, 20% glycerol, 0.05% bromophenol blue) 15 

㎕를 첨가, 100℃에서 3 분간 중탕한 뒤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12%)를 이용하여 100 V에서 2시간 동안 전기

동을 실시하 다. 전기 동이 끝난 후 gel을 분리하여 electroblotting하기 

위한 transfer buffer (48 mM Tris, 39 mM glycine, 20 % methanol, 3.75 

ml 10 % SDS/L)에 옮겨 20 분간 담가 두었다. 또한 blotting에 사용한 

ImmobilonTM-P membrane (Milipore)을 gel 크기로 잘라 methanol에 

적셔 흡습성을 부여한 후 transfer buffer에 담가두었다. Electroblo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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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emi-dry transfer system (Bio-Rad Trans-blot SD semidry 

transfer cell)을 사용하며, 12 V로 45 분 동안 실시한다. Blotting이 끝

난 membrane은 tween-tris buffered saline (TTBS; 20 mM Tirs-HCl 

pH 7.6, 137 mM NaCl, 0.2%  Tween-20)에 충분히 세척한 다음 

blocking buffer (3 % skim milk in TTBS)로 옮겨 1 시간동안 상온에

서 반응시켰다. Blocking이 끝난 membrane은 각 표적 물질의 특성에 

따라 1:2000-1:10000으로 희석한 일차항체로 4℃에서 overnight 결합반

응을 시켰다.결합 반응을 마친 membrane을 TTBS로 10 분간 3 회 세

척하여 일차항체를 충분히 제거한 후 적합한 이차항체 (BD PharMigen 

Co.)로 1 시간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이차항체를 충분히 제거하기 

위하여 TTBS를 5 분씩 5 회 세척한 후 TTBS를 제거하고 ECL kit 

(Amersham Parmacia Co.)로 반응시켜 필름에 감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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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Cetrorelix 투여 후 세포 자연사 관찰

배양된 자궁근세포에 Cetrorelix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acridine orange 형

광염색기법에 의해 세포자연사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세포핵의 분절화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 다. Cetrorelix를 농도별로 처리한 뒤 형광염색을 

하기 전에 위상차 현미경 (Nicon Diaphot 300)으로 관찰 한 결과, 멸균수

만을 처리한 대조군 그룹의 자궁근세포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배양접시에 단일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Cetrorelix

를 처리한 자궁근세포에서는 세포사멸이 일어나 둥근 모양으로 배양액에 

떠있는 세포들이 처리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형광염색

을 시행한 결과, Cetrorelix를 처리하지 않은 군의 정상자궁근세포들은 대

부분이 건강한 세포들로 크고 타원형인 정상 핵이 관찰되었다 (Fig. 1A). 

반면, Cetrorelix의 농도가 고농도로 올라갈수록 배양접시에 붙어있는 세포

임에도 불구하고 응축되고 작은 조각으로 분절화 되어 있는 세포핵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Fig. 1B-D), 10
-4 
M의 정상자궁근세포들에서는 거의 모든 

세포들이 세포사를 보여 배양접시내에 부유된 결과를 보 다 (Fig. 1D). 이

러한 농도별 양상은 자궁근종세포에서도 확인되었다 (Fig. 1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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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1(A-H). Microphotographs of cultured normal myometrial cells and leiomyoma cells 

treated with Cetrorelix stained by acridine orange to detect nuclear fragmentation(x200). 

A-D, Myometrial cells at Cetrorelix concentration of 0, 10-6, 10-5, and 10-4 M : E-H, 

leiomyoma cells at  Cetrorelix concentration of 0, 10-6, 10-5, and 10-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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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점은 fas 와 fas ligand 유전자의 발현 증가는 Cetrorelix 투

여 후 early phase (12시간 이전) 동안에만 관찰되었고, bax 유전자는 12시

간 이후인 24시간째 발현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Caspase-3 

유전자는 early phase동안 점진적인 증가 소견을 보이다 24시간째 더욱 증

가되는 것을 관찰하 다. 또한, Cetrorelix에 의한 정상 자궁근종의 세포자

연사 조절 인자의 유전자의 발현 변화는 자궁근종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

으나 signal intensity가 훨씬 낮았다. 단, bcl-XL의 경우 유전자의 발현

이 자궁근종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정상자궁근종에서는 

시간에 따른 감소가 관찰되었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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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 Time-dependent action of Cetrorelix on apoptosis regulatory factor mRNA 

expression(A and B) in normal myometrial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Cetrorelix(10-5 

M) for 0-24 h, and total RNA were isolated for RT-PCR, coamplifying GAPDH as 

internal control. The bar graph(B) depicts alteration in mRNA expression of apoptosis 

regulatory factors expressed in relative optic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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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GnRH는 시상하부 (hypothalamus)에서 분비되며 뇌하수체 성선세포 

(pituitary gonadotrope cell)를 자극하여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형성호르몬

을 분비시키고, 이러한 성선자극호르몬은 난소를 자극하여 여성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 따라서 부인과 역에서 여성호르몬에 의해 성장이 촉진

되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과 같은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

제를 이용한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 (Hypothalamus-Pituitary-Ovarian 

axis)의 차단에 관하여 연구되었고, 1967년에는 합성 GnRH 효능제와 길항

제의 개발이 이루어졌다.32 그러나 1세대 길항제는 효능이 만족스럽지 못했

고 히스타민성 부작용이 심해 임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효

능제에 가려져 길항제에 대한 임상적 보고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는 미미

했다.33 결국 약 20년이 지난 1988년에 이르러서야 앞서 언급된 단점을 보

완시킨 3세대 길항제인 Cetrorelix (SB-75)가 개발되었고 1994년에 처음으

로 전립선질환에서 만족스러운 임상결과가 보고 되어 길항제의 임상적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33,34

길항제는 효능제와는 달리 초기에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현상 없이 즉각적 그리고 가역적으로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킨다.32 GnRH 길항제의 주된 작용기전은 뇌하수체 내에서 수용체의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성선자극호르몬의 생합성을 막아 말초에서 성호르몬

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

암,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에 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악성암이

나 자궁근종세포막에서 내인성 GnRH 수용체의 발현이 보고 되면서 말초 

조직에 GnRH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기전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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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시사하 다.
26,27,29,36-40

  

인간에서 말초 조직에 존재하는 GnRH 수용체는 뇌하수체의 것과는 구

조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기능적으로 다를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수용

체의 친화력, 신호전달이나 ligand 특이성 (specificity)의 차이를 가질 것이

라는 보고가 있다.
41
 그러므로 GnRH 유사체는 뇌하수체를 경유한 작용기

전 외에도 말초에 존재하는 GnRH 수용체와 결합한 후 생성된 어떠한 신

호전달에 의해 세포주기 및 자연사의 조절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성장인자

나 수용체의 발현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 팽배하며 이

를 입증 또는 반증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42,43

학자들은 in vitro 연구를 통해 GnRH가 세포의 증식, 세포주기, 자연사, 

성장인자 및 효소들의 발현 조절에 대해 직접적인 향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을 제시하 고 이러한 현상은 GnRH 수용체의 활성화에 따른 

신호전달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10,44-46

 최근 Franklin 등은 전

립선암 세포에 adenovirus를 이용하여 GnRH 수용체를 발현시킨 후에야 

GnRH 효능제에 의한 직접적인 세포 분화 억제 작용이 나타났음을 보고하

다.
47

과거에는 GnRH 길항제가 효능제와는 다르게 GnRH 수용체와 단순히 경

쟁적 결합만을 하며 수용체 이후 단계로의 신호전달 (post-receptor signal 

transduction)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 다.
33
그러나 Emons 나 Tang 등은 

GnRH 길항제가 수용체를 경유하여 난소암 세포의 분화를 억제시켰음을 

보고하 고,25,27 Redding 등은 전립선암 세포에서,40 Kleinman 등은28 자궁

내막암세포에서 각각 Cetrorelix에 의한 세포자연사의 증가를 보고한 바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GnRH 길항제가 암세포의 자연사에 직

접적인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나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연구가 미흡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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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GnRH 효능제가 세포의 증식이나 세포자연사에 미치는 향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학자들은  GnRH 효능제에 의

한 세포증식의 억제와 세포자연사의 증가를 보고 하 다.48-50 일부 학자들

은 자궁근종 세포에서 GnRH 효능제에 의해 Fas 나 Fas ligand 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 고 이에 GnRH 효능제가 자연사를 유발하는 기전에

는 Fas/Fas ligand system이 관여할 것이라 보고 하 다.51,52 특히, Nagata 

등은 T 세포 수용체를 경유한 신호전달에 tyrosin kinase/phosphatase 

system이 관여되며 결과적으로 Fas ligand 유전자가 활성화 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53 이와 유사한 과정이 GnRH 수용체에서도 존재함이 Imai 등에 

의해 발견됨에 따라 GnRH 효능제와 Fas, Fas ligand는 접한 관련이 있

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54,55

한편 Huang 등은 GnRH 효능제에 노출되었던 자궁근종에서 Bcl-2의 발

현의 변화가 없었고 Fas나 Caspase는 오히려 감소하여 세포자연사의 증거

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보고하 다.
56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궁근종

세포는 수술 수주 전 GnRH 효능제를 투여 받았던 환자에서 얻은 조직이

었으므로 세포자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시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효

능제에 의한 central effect가 배재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GnRH 길항제의 자궁근종세포에서 세포자연사 관여 인자

들에 대한 직접적인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정상자궁근세포와 자

궁근종세포 모두에서 GnRH 수용체가 세포막에서 발현되었고 따라서 

GnRH 수용체를 경유한 GnRH 길항제의 향을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자궁근종과 정상 자궁근에서 Cetrorelix 투여 후 농도에 따른 세포자연사의 

증가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세포자연사 조절 인자의 발현을 가장 뚜렷이 

관찰 할 수 있었던 Cetrorelix의 농도는 10-5  M 이었는데, 이 농도에서의 

노출 시간별 유전자 발현을 확인해 본 결과 Cetrorelix 투여 후 6-12시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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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와 fas ligand의 발현이 증가하 고 bax와 bcl-Xs 는 12시간 때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24시간째 비로소 증가되었다. Caspase-3 mRNA는 Cetrorelix

를 투여하기 전에 비해서 약간의 발현 증가 소견을 보이기는 하 으나 유

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etrorelix 투여 후 24시간째 caspase-3 의 발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cl-2는 시간에 따

라 발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 즉, proapoptotic factor gene (bax, 

bcl-Xs, fas, fas ligand, caspase-3)의 발현증가 및 antiapoptotic factor 

gene (bcl-2)의 발현감소를 보여 GnRH 길항제의 투여 후 세포내에서 자

연사로 진행하는 양상을 전사단계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Cetrorelix 

투여 후 early phase (6-12시간) 동안에는 Fas를 경유한 자연사가 주로 활

성화되다가 12시간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한 Bax의 활성화로 미토콘드리아

를 경유한 자연사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유도되어 24시간째 caspase-3 발

현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Cetrorelix 투여 후 

12-24시간 사이에 Cetrorelix에 의해 활성화되며 미토콘드리아 경로를 자

극하는 key factor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된다. 

Cetrorelix투여 후 12시간째 bax발현의 급격한 증가와 bcl-2의 감소를 연

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bcl-2가 bax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한다

는 여러 보고들을 고려할 때, 57,58 bcl-2의 감소로 인해 bax에 대한 억제 

효과가 사라지면서 bax의 발현이 활성화 되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

다.    

본 연구에서 Cetrorelix 투여 후 자궁근종세포나 정상자궁세포에서 세포

자연사 조절 인자의 단백 발현은 유전자 발현의 변화에 상응할 만큼 뚜렷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GnRH 길항제의 투여 후 자연사세

포의 분획은 증가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단순히 세포자연사 조절 

단백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실제 생리적인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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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logic activity)을 나타내기 위해 단백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coprecipitation이나 yeast two hybridization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검사

를 추가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세포자연사의 최종산물인 Caspase-3 단백의 뚜렷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포자연사를 조절하는 인자

의 전사단계 이후의 과정, 즉 번역단계나 단백의 상호작용 단계에서의 조

절이 관여 되었을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Fas를 경유한 세포자연사에 저항을 보이는 기전을 Fas의 

intracellular sequestration 이나 surface Fas의 하향조절 등으로 설명하면

서 자연사에 있어 surface Fas의 중요성을 제기하 다.
59-62
 또한 Bennett 

등은 p53 활성화는 Fas를 Golgi complex 로부터 세포막으로 이동을 증가

시키며, 세포자연사를 증가시키는데 Fas mutant 세포에서는 p53을 발현시

켜도 세포자연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p53을 경유한 세포자연사에

서 surface F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록 농도에 따른 Fas 번역 단계에서의 증가는 없었으나 상대적

으로 surface로의 이동이 증가되어 세포자연사를 유도하 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활성화 된 Fas/Fas ligand는 rapid-turnover를 

하여 시간에 의존적이므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최적의 환경, 즉 최적

의 길항제 농도와 노출시간을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하겠다.
25,52,63

 

한편, Cetrorelix에 의한 세포자연사는 Fas/Fas ligand pathway를 경유하

지 않고 유전자의 상향조절로 인한 세포주기억제에 의해 일어났을 수 있

다. Tang 등의 보고에 따르면 stage specific cyclin/cyclin dependent 

kinease (Cdk)의 activated complex를 억제하는 p21은 Cetrorelix 투여 후 

과발현 되어 세포의 G1 arrest 증가와 연관성을 보 으며, 특히 G1/S 단계

에 특이한 cyclin D+Cdk 4/6 complex에 억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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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5 
Agarwal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p53 유전자가 p21 유전자의 상향

조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cyclin D+Cdk 4/6 complex가 

관여하는 G1 또는 cyclin B/A+Cdk 2 complex가 관여하는 G2/M기의 억제

를 유도할 것이라 보고하 다.
64-66
 따라서 본 실험이후 세포주기에 대한 

향을 유세포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p21 및 p53 유전자의 발현 및 단백질 

수준에서의 발현을 추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구체적 cascade의 지도를 확

립하는데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Cetrorelix 투여 후 Caspase-3의 증가를 유전자 및 단백 

발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96년 Wang 등에 의해 처음 발견된 

Caspase-3는 죽음의 수용체나 미토콘드리아를 경유한 세포자연사 cascade

의 최종 단계이며 “사형집행자 (executioner)" caspase라고 불리울 만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67,68 그러나 최근 Woo 등은 세포자연사는 

세포의 종류나 세포자연사 유발 자극 (apoptotic stimuli)의 종류에 따라 

Caspase-3 에 대한 의존도가 상이하다고 보고 하 다.
69
 또한 Caspase-3의 

억제가 DNA fragmentation을 막지 못했으며 Caspase-3 cleavage가 Fas를 

경유한 세포자연사의 모든 경우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았다는  

Darmon 등의 보고나,
70
 Chan 등의 연구에서 Caspase-3 양성 세포와 음성

세포 사이에서 세포자연사를 유도하 을 때 핵의 응축, 세포막의 수축 및 

수포현상과 같은 세포자연사의 특징적인 형태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세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에는 단순히 

Caspase-3 만이 아닌 아직까지 그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Caspase

들과 각각의 특이적 연계구조가 관여 할 것이라 생각된다.
6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Caspase-3 단백 발현의 증가가 유전자 발현에 상응할 만큼 급격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etrorelix 농도와 시간에 따른 자연사세포의 증

가가 뚜렷했던 것은 또 다른 Caspase가 관여했거나 세포 특이적 기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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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겠다.   

Bfl-1은 Bcl-2 형 단백으로 세포자연사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쥐의 신장세포에서 p53에 의해 유도된 세포자연사를 억

제하 고,
71
 섬유육종세포에서 etoposide에 의한 세포자연사를 막았다.

72
 인

간에서 발견된 Bfl-1은 세포자연사로부터 보호기능을 가질 것 이라는 사실

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 기전은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 최근 

Werner 등은  Bfl-1이 세포자연사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전을 밝히고

자 Jurket T-leukemia 세포와 쥐를 이용한 in vivo 및 in vitro 실험을 하

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 다.73 Bfl-1은 핵주변 부위에 주로 존

재하 고 세포자연사 신호가 전달 되었을때 Bid와 결합하 으며 Bfl-1과 

결합된 Bid는 미토콘드리아에서 Bax와 Bak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

국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세포질내로의 cytochrome C의 유리에 기여하지 않

았다. 따라서 Bfl-1이 미토콘드리아로부터의 cytochrome C 유리를 차단하

여 “죽음의 수용체”라 불리는 Fas/Fas ligand 나 미토콘드리아 cascade를 

통한 세포자연사의 진행을 억제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

서도 Bfl-1의 활성화로 인해 cytochrome C의 분비가 억제되어 결과적으로 

Caspase-3 단백의 발현의 증가가 저해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GnRH 

길항제의 투여 후 Bfl-1과 세포질내의 cytochrome C 발현의 변화를 전사 

및 번역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Matsuo 등은 정상 자궁근에 비하여 자궁근종에서 Bcl-2 단백의 증가가 

유의하게 있었다고 보고 하 고,74 Tsibris 등은 정상 자궁근에 비해 자궁

근종에서 분화 및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약 2배정도 증가 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7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상 자궁근의 세포막에도 

GnRH 수용체가 존재하 고 Cetrorelix 투여 후 세포자연사가 증가하 으

며 Bcl-XL를 제외한 세포자연사 조절 인자들의 발현 변화양상이 자궁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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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 으나 intensity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자

궁근종세포는 정상자궁근세포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세포

증식이나 사멸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발현의 차이가 비롯되어 외부로부터의 

자극, 즉 Cetrorelix에 대해 더 과민한 반응을 보 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자궁근종세포에서 Bcl-2와 유사하여 세포자연사 과정에서 미토콘드리

아로부터 cytochrome C가 유리되는 과정을 차단하여 자연사의 진행을 막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Bcl-XL이 Cetrorelix 에 의해 감소되지 않았던 이

유도 자궁근종세포가 자연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bcl-XL 유전자 

발현을 억제 시키는 쪽으로 비정상적인 분화를 일으켰을 가능성 역시 배제

할 수 없다.
76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Cetrorelix는 자궁근종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세포자연사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로써 GnRH 길항제 투여 

후 자궁근종이 퇴화되는 과정에는 뇌하수체에서의 성선자극호르몬분비 억

제로 인한 성호르몬 결핍만이 아닌 자궁근종에 존재하는 GnRH 수용체를 

통한 직접적인 작용에서 비롯된 세포자연사 또한 관여할 것이라는 가능성

을 제시하 다. 그러나 향후 더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한 in vivo 

및 in vitro 연구가 진행 되어 GnRH 길항제와 세포자연사의 관계를 정확

히 밝히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GnRH 길항제에 의한 세포자연

사 조절 인자의 변화를 단순히 정량적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번역 단

계에서의 조절이나 번역 이후 단백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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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자궁근종세포에서 GnRH 길항제인 Cetrorelix 가 세포자연사 

및 세포자연사 조절 인자에 미치는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세포

자연사 조절 인자들로는 Bcl-2, Bcl-XL, Bax, Bcl-Xs, Fas, Fas ligand, 그

리고 Caspase-3의 전사 및 번역단계에서의 발현을 관찰하 다. 

1. 자궁근종과 정상 자궁근종 모두에서 GnRH 수용체의 발현이 확인 되

었다. 

2. 자궁근종과 정상 자궁근종 세포에서 Cetrorelix의 농도에 따른 자연사

세포의 증가가 관찰 되었다.

3. 자궁근종 세포에서 Cetrorelix 투여 후 proapoptotic gene(bax, bcl-Xs, 

fas, fas ligand, caspase-3)의 발현이 증가되었고 antiapoptotic 

gene(bcl-2)의 발현은 감소되었다.

4. 자궁근종 세포에서 Cetrorelix 투여 후 12시간 이전까지는 fas와 fas 

ligand의 발현 증가가 주로 관찰 되었고, 12시간 이후부터 bax의 발현

이 급증하면서 caspase-3의 발현이 더욱 증가 되었다. 

5. 자궁근종세포에서 세포자연사 조절 인자들의 단백 발현의 변화를 알

아본 결과, 전사단계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 다.

6. 정상 자궁근세포에서 Cetrorelix 투여에 의한 전사 및 번역단계에서 

세포자연사 조절 인자들의 발현 변화는 자궁근종과 유사하 지만 

signal intensity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론적으로 Cetrorelix는 자궁근종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사를 

유발하 으며, 이는 자궁근종 치료제인 GnRH 길항제의 작용기전에 뇌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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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의 성선호르몬 분비 억제 뿐 아니라 말초에서 세포자연사의 조절이 

관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세포자연사 과정의 활성을 자연사 조절 인자들

의 전사단계 및 단백 발현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기전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추후 Cetrorelix에 의한 번역 단계의 조절이나 번역 이후 단백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고, 또한 Cetrorelix 신

호와 연관된 일련의 새로운 인자의 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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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etrorelix              on          apoptosis                 and

 apoptosis                       regulatory                  factors          in            

 cultured         uterine              leiomyoma          cell

Ja-Young Kw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Hyun Park)

Cetrorelix is a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GnRH) antagonist that 

competitively binds to pituitary GnRH receptors and eventually 

supresses sex hormone which leads to the regression of uterine 

leiomyoma. Increasing evidences indicated that a variety of cell lines 

including myoma cells express GnRH and GnRH receptors, which 

indicate a direct GnRH action in peripheral tissues, and furthermore, a 

possible direct action mechanism of GnRH antagonist. In light of this, 

we performed in vitro study to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 of Cetrorelix 

on apoptosis and apoptosis regulatory factors in cultured uterine 

leiomyoma cells.

Leiomyoma and normal myometrium cells were cultured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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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obtained from the premenopausal women who have 

underwent hysterectomy. Following Cetrorelix treatment, apoptotic cell 

fraction and Bcl-2, Bcl-XL, Bax, Bcl-Xs, Fas, Fas ligand, and 

Caspase-3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dose and exposure time were 

evaluated.  

In leiomyoma, apoptotic cells increased dose-dependently. And the 

increase in Fas, Fas ligand, Bcl-Xs, and Caspase-3 mRNA and protein 

expression along with decrease in Bcl-2 mRNA and protein expression 

was noted of which finding was compatible to the activation of 

apoptotic pathway. However, the time-dependent changes of protein 

expression were not as dramatic as that of gene expression.

In summary, Cetrorelix induced apoptosis in leiomyoma cells and 

normal myometrial cells with endogenous GnRH receptors. And changes 

of gene and protein expression of apoptosis regulatory factors favoring 

apoptosis pathway activation were noted. In the future, further studies 

in search of novel effector proteins independent of Fas-or 

mitochondria-mediated cascade should be made, and also, efforts should 

be made to elucidate the direct action of Cetrorelix on apoptosis 

regulatory factors, focusing on its effect at the translation level and 

protein collaboration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leiomyoma cell, GnRH antagonist, cetrorelix,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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